~ 겨울방학, 책과 함께 신나는 집콕! ~

2021 한석봉도서관 겨울방학특강
○ 운영기간: 2021. 1. 15.(금) ~ 2. 20.(토)
○ 운영방식: 전 프로그램 비대면 운영
○ 모집기간: 2020. 12. 28.(월) ~ 2021. 1. 15.(금)
○ 모집방법: 선착순 홈페이지(http://gaplib.go.kr), 전화(031-580-4041) 및
방문 접수

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! ~ 초등학생을 위한 만들기와 독후활동
프로그램
책으로 떠나는
역사여행

대상/인원
5세~초등
저학년
/10명

책으로 떠나는
세계여행

초등 전학년
/10명

말랑말랑
동화책

5세~초등
저학년
/10명

교과연계 글쓰기

초등3~6
/10명

운영기간
1.15.~2.20.

1.15.~2.20.
1.16.~2.6.
매주(토)
10:00 업로드
1.20. ~2.17.
매주(수)
13:00~14:30

활동내용
한국사/세계사 분야의 책을 읽고
책속에 등장하는 유물과 건축물을
3d퍼즐 키트로 만들어보는 활동
(분야별 추천도서 목록 제공)
동화 속 등장인물을 클레이로
만들어보는 독후활동 수업 (네이버 밴드
사용)
선생님과 교과활동과 연계된
문학작품을 읽고 감상을 표현하는
작문수업 (zoom 사용)

재료비
없음

없음

25,000원

없음

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! ~ 청소년부터 성인까지
프로그램
겨울공방
: 룸니팅 목도리
겨울공방
: 룸니팅 털모자
집에서 떠나는
클래식 여행

대상/인원

운영기간

활동내용

초등학교 고학년 1월 중 1회
이상 전연령
/10명
2월 중 1회

소형 털실 직조기를 통해 겨울에
어울리는 털실 악세사리를 제작
(네이버 밴드 사용)

초등학교 고학년
2월 중 주말1회
이상 전연령

낭만시대의 대표 작곡가 5인의 삶과
음악세계를 피아니스트의 연주와
해설을 통해 알아보는 인문학 클래식
특강 (zoom 사용)

/20명

(일정 협의 중)

재료비
20,000원

없음

프로그램 문의 : 031-580-4041

○ 프로그램 설명
1) 책으로 떠나는 역사/세계여행
-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국사/세계사 분야의 책을 대여할 때, 역사속의 유물과 건축물을
직접 만들어보는 3d퍼즐 키트를 함께 제공해드립니다. 책도 읽고 퍼즐도 만들면서
즐거운 독서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
- 완성된 퍼즐 사진을 홈페이지 동아리방에 업로드하면 끝!

2) 말랑말랑 동화책
- 선생님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, 책 속 등장인물을 클레이로 만들어보는 재미있는 독후활동
수업입니다. 매주 토요일 오전 밴드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을 보고 함께 만들고, 완성작품
을 밴드에 올려주세요.

3) 교과연계 글쓰기
- 선생님과 함께 교과과정에 연관된 작품을 읽고서 감상을 나누고, 느낀 점을 글로 표현
해보는 작문수업입니다.
- zoom(줌)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.

4) 겨울공방 : 룸니팅
- 룸(소형 직조기)을 통해 뜨개질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털실 악세사리를 만들어보는
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.
- 밴드에 업로드 된 동영상을 따라하면 예쁜 미니목도리와 털모자가 완성됩니다. 수강기간
내에 자유롭게 수강한 뒤, 완성작품을 밴드에 올려주세요.

5) 집에서 떠나는 클래식 여행
- 현대인의 감성에 가장 잘 맞는 낭만시대 대표 작곡가 5인의 삶과 음악을 안인모
피아니스트의 친절한 해석과 연주를 통해 알아보는 힐링 비대면 특강입니다.
- zoom(줌)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특강입니다.

